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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ME 분석 플랫폼 기반 스마트 미터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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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of Smart Meter Big Data Based on KNIME Analytic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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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 데이터 관련 주요 논제 중의 하나는 방대한 시간 기반 또는 원격 측정 데이터의 가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저비용 획득 및 저장 장치의 등장은 더 세밀한 분석에 사용될 상세한 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배후 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갖거나 미래의 이벤트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미터가 설치된 수많은 가정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에 관한 고객 맞춤형 계약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많은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전력 소비 형태를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터 측정 관련 공개 데이터와 자바 기반 공개 소스인 KNIME 플랫폼을 사용하여 스마트 미터 관련 빅 데이터
변환과 클러스터링을 나타낸다. 빅 데이터 구성 요소는 공개 소스는 아니지만, 시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미터 
빅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변환한 후 전력 사용량 행위와 관련된 각 미터 ID의 해석과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DTW 접근 방식을 통해 전력 사용 행위에 관한 스마트 계약을 정의할 수 있다.

Abstract  One of the major issues surrounding big data is the availability of massive time-based or 
telemetry data. Now, the appearance of low cost capture and storage devices has become possible to 
get very detailed time data to be used for further analysis. Thus, we can use these time data to get more
knowledge about the underlying system or to predict future events with higher accuracy.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define custom tailored contract offers for many households and businesses having
smart meter records and predict the future electricity usage to protect the electricity companies from
power shortage or power surplus. It is required to identify a few groups with common electricity 
behavior to make it worth the creation of customized contract offers. This study suggests big data 
transformation as a side effect and clustering technique to understand the electricity usage pattern by 
using the open data related to smart meter and KNIME which is an open source platform for data 
analytics, providing a user-friendly graphical workbench for the entire analysis process. While the big
data components are not open source, they are also available for a trial if required. After importing, 
cleaning and transforming the smart meter big data, it is possible to interpret each meter data in terms
of electricity usage behavior through a dynamic time war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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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집합 분석, 체계
적인 정보 추출 및 처리 방법을 다루는 분야이다. 행 데
이터는 대부분 통계에 의해 처리될 수 있지만, 열 또는 
속성과 같은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는 잘못된 탐지를 유
발할 가능성이 크다[1]. 빅 데이터 개념은 볼륨, 다양성 및 
속도와 관련이 있다. 빅 데이터 처리는 표본 추출 대신에 
단순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종종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과 값 내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크기의 데이터가 
사용된다. 빅 데이터의 현재 적용은 예측 분석, 사용자 행
동 분석 또는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어떤 다
른 고급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현재 이용 가
능한 데이터의 양이 실제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은 아니다[2]. 
빅 데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와 생태계는 첫 번째, A/B 테
스트,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리와 같은 데이터 분석 기
법, 두 번째로 비즈니스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빅 데이터 기술, 세 번째로 도표, 그래프 
및 기타 데이터 전시와 같은 시각화로 요약할 수 있다[3].

전력망에 사용되는 스마트 장치는 실시간으로 전력 소
비를 측정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여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전력계이다. 이 기술의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력 소비에 대한 실
시간 피드백을 사용하는 데에 있다. 과거 에너지 사용자
는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과 시기를 알고자 하지 않
았는데, 주된 이유는 정보 수집의 번거로움과 저에너지 
소비 활동 및 고에너지 활동의 영향에 대한 과소평가에 
있었다. 이제 스마트 미터의 도입과 함께 미터기가 생성
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의 
개발 덕분에 이제 전력 사용자는 실질적인 에너지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스마트 
미터에서 생성된 실시간 데이터 소비를 분석하여 저렴하
고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스
마트 미터 데이터가 매우 규모가 큰 빅 데이터라는 점에
서 데이터 관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
트 그리드 관련 비즈니스에서 빅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관
련 적절한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다. KNIME(Konstanz 
Information Miner)는 개방형 소스의 데이터 분석 통
합 플랫폼으로 모듈형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념을 통해 
기계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

을 통합하는 시스템이다[4]. GUI 및 JDBC의 사용은 최소
한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 모델링, 분석 및 가시화
를 위한 전처리를 (추출, 변환 및 로딩과 같은) 포함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혼합하는 노드 조합을 허용한
다. KNIME는 데이터 흐름 또는 파이프라인을 시각적으
로 만들고 일부 또는 모든 분석 단계를 선택적으로 실행
한 후에 결과, 모델 및 대화형 보기를 검사할 수 있다. 
KNIME은 Java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확장 방식을 사용
하여 추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KNIME의 주요 특징
은 코어 아키텍처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볼륨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억 개의 고객 주소, 2천만 셀 이
미지 및 1천만 분자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추가 플러그
인을 사용하면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을 통합할 수 있
다. KNIME는 Spark, Weka, H20, R 및 LIBSVM의 기
계 학습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기타 개방형 소스 프로
젝트를 통합한다. 자바로 구현되지만, Python, Perl 및 
기타 코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노드를 제공하며, 다른 
코드를 호출하는 래퍼도 허용한다. 현재 에너지 산업은 
현재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으로 매우 복잡한 네
트워크, 초기 독점 시장의 경쟁자 개방, 에너지 전달 및 
소비자 가격 규제 강화,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 사항
이 늘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 중 하나는 스마트 미터의 
도입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에너지 회사가 고객이 에너지 
사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또한, 
에너지 회사가 최소 미터까지, 더 나아가서 기기 또는 장
치 수준까지 에너지 요구 사항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지능화에 
중점을 두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미터 빅 데
이터와 공개 소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KNIME를 사용하여 빅 데이터 처리에 관한 통찰력을 높
이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빅 데이터 시스템 모델에 관한 관련 연구와 모델 구성체
제 및 KNIME 분석 플랫폼의 작업 흐름도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스마트 미터 시계열 데이터의 클러스터링과 
관련하여 기존 k-Means 방식은 상당 부분 취약하다. 따
라서, 미터 데이터의 동적인 시간 왜곡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KNIME 작업 흐름도 구성을 나타낸다.

Ⅱ.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터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에 관해 최근 빅 데이터 관련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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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빅 데이터 개념 연구 및 관련 기술들에 관한 근래 연
구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 빅 데
이터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모델
을 소개하고, KNIME 분석 플랫폼을 나타낸다.

1. 관련 연구
스마트 그리드의 빅 데이터 개념과 관련해서 Ye 등은 

수요 반응 및 전역적인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하여 스마
트 그리드의 빅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개
하고 있으며[5],  Zhou 등은 에너지 빅 데이터의 잠재력
을 실현하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빅 데이터 중심 스마트 에너지 관리의 포괄적 연구
를 진행하였다[6]. Vasilakos 등은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
터 분석 및 보안 문제에 관한 개발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제공하였으며[7], Munshi와 Mohamed는 스마트 그리드
의 혁신과 관련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할 수 있는 빅 데이터 틀을 제안하
였다[8]. Liang 등은 다양한 데이터 가격 책정 모델, 그룹
화 모델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의 수명 주기에 대한 포괄
적인 조사를 제시하였다[9]. Hou 등은 대규모 스마트 그
리드를 위한 새로운 시간적, 기능적, 공간적 빅 데이터 컴
퓨팅 체제를 제안했다[11].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터의 취
약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Chin 등을 참조할 수 
있다[10]. 스마트 그리드의 빅 데이터 기술과 관련해서 
Wen 등은 압축 기술을 제안하고 있고[11], Jiang 등은 신
뢰할 수 없는 이기종 분산 시스템 환경에 저장된 암호화
된 다차원 미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다차원 미터 암호화 빅 데이터에 대한 고성능 및 개인 정
보 보호 질의 체계를 제안했다[12][13]. Chang과 Huang은 
컴퓨팅 전력 및 대역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혼잡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빅 데
이터 트래픽에 대해 경량급의 통신 접근법을 소개했다
[14].  Liu 등은 현명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지
원을 목표로 이상 소비 패턴을 탐지하는 람다 시스템을 
제안했다[15]. 빈번한 패턴 마이닝을 통해 스마트 미터의 
에너지 소비 빅 데이터에 적용되는 자율형 점진적 증가
의 데이터 마이닝 방식은 Singh와 Yassine의 연구를 참
조할 수 있다[16].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터에서 대량의 가
격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전력 가격 예측 모델은 
Wang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17]. Sheng 등은 빅 
데이터 개념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최적의 스케줄
링 및 부하 축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으며[18],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상태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연관 규칙 마이닝 방법은 사전 확률
적 그래픽 모델을 결합하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19]. 

2.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일반적인 스마트 그리드 빅 데이터 분석 시

스템 모델의 구조이다. 시스템은 데이터 생성기, 데이터
베이스 및 데이터 분석의 3가지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생성기 블록과 관련하여, 스마트 그리드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데
이터 분석을 위해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개
인 정보 보호 문제와 진실한 데이터 소스가 없으므로, 수
백만 고객 레코드의 데이터 집합을 얻는 것은 힘든 일이
다. 가상 데이터 집합 생성과 관련해서 Spark의 스마트 
미터 데이터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20]. 데이터 생성기
는 작은 실제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지도학습 형태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 전형적인 데이터 생성기는 사전 프로세스 모듈, 
Spark 모듈 및 HDFS 파일 시스템 모듈과 같은 다른 블
록을 가지고 있다. 전처리 모듈은 먼저 시드 데이터의 각 
필드에서 형식과 값을 확인한 다음에 고객을 클러스터링
하여 개인화된 에너지 효율 서비스를 제공한다[21]. 또한, 
Spark 모듈로 전송할 시계열 데이터를 준비하며, 데이터 
생성기 엔진에는 메모리 기반 분산 컴퓨팅 체제인 Spark
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학습 모듈과 데이터 생성 모듈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림 1. 그리드 빅 데이터 분석 모델
Fig. 1. Grid Big Data Analytic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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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로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가 RAM에 내장되어 
있다. 시드 데이터는 주기적 변동을 평탄화하고 조정된 
시계열을 만들기 위해 이동 평균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
는데 계절별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피크 주기를 평활화하
여 이동 평균은 실제 시계열의 주기 변화를 줄이고 납작
한 시계열로 훈련된 자동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미터 판
독 값을 예측하는데, 결국은 주기적인 변형이 다시 추가
된다.  훈련 과정은 그룹화된 시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
여 모델을 생성하고 출력을 HDFS에 기록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stream 지향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Kafka의 
경우는 모델에서 빅 데이터 체제의 메시지 큐로 사용된
다. 출력은 Kafka 대기열을 통해 NoSQL 데이터베이스
에 삽입된다. 생성된 데이터에는 미터 ID, 시간, 전력 소
비 및 환경 온도를 포함한 4개의 필드가 있다. 미터 ID는 
1000~5001000의 범위를 가지며, 시간은 5자리 숫자 필
드로 저장되는데, 처음 3자리 숫자는 요일을 나타내고, 
다음 2자리는 1~48 사이의 값으로 설정된 시계를 나타
낸다. 시작 0의 시간은 자정에 해당한다. 전력 소비 필드
는 수치 데이터로  모든 데이터는 열 기반으로 구성되며 
변경 범위가 완전히 지정되어 있다[23].

3. KNIME 분석 플랫폼
KNIME는 데이터 과학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성

을 위한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어로 직관적이고 개방적이
며 데이터 과학 작업 흐름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2 참조). KNIME 분석 플랫폼은 
코드 작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으며, 직관적인 drag & 
drop 스타일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시각적 작업 흐름
도를 구축할 수 있다. 2,000개가 넘는 모듈과 광범위한 
통합 도구 및 다양한 고급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분석 플
랫폼에서 개별 작업은 그림 2와 같이 모두 노드로 표시
되며 상호 연결된 노드 모음이 작업 흐름도이다. 이러한 
작업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특정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타낸다. 각 노드에는 구성 대화 상자
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을 하게 되면, 각 
노드 아래에 신호등으로 노드 상태가 표시된다. 신호등이 
빨강이면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성된 경우에는 노란
색,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의 x 표시가 나타난다. 노드는 파일 
읽기/쓰기, 데이터 변환, 모델 훈련, 시각화 생성 등의 작
업을 할 수 있다.

그림 2. KNIME 분석 플랫폼의 일반적인 작업 흐름도
Fig. 2. General workflow of KNIME analysis platform

KNIME의 작업 흐름도와 관련하여 작업대의 구성 요
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Explorer는 작
업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작업 흐름도 및 작업 흐름도 그
룹의 탐색에 사용된다(로컬 작업 공간, KNIME 서버와 
개인 KNIME 허브 공간 등). 두 번째로 작업 흐름도 
Coach는 KNIME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구축한 작업 흐
름도를 바탕으로 하는 노드 권장 사항들을 나열한다. 세 
번째로 노드 Repository는 분석 플랫폼 및 확장에서 이
용 가능한 모든 노드를 나열하는데 노드는 범주별로 구
성되어 있다. 노드 저장소 맨 위 검색 상자에서 노드를 
찾을 수도 있다. 네 번째의 작업 흐름도 편집기는 현재 
작업 흐름도를 편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캔버스이
다. 다섯 번째로 Description은 현재 작업 흐름도 또는 
선택 노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의 
Outline은 현재 작업 흐름도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Console은 진행 중인 작업을 나타내는 실행 
메시지를 표시한다.

Ⅲ. KNIME 기반 빅 데이터 분석

1. DTW 기반 스마트 미터 클러스터링
시계열 색인화와 관련된 알고리즘 대부분은 유클리드 

거리 또는 그 변형을 사용하지만, 유클리드 거리는 매우 
취약한 거리 측정값이다. DTW(Dynamic Time Warping)
는 시계열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거리 측정 방식으로, 
시간 축에서 위상이 다른 경우에도 유사한 모양을 일치
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22]. 변압기 스테이션 레벨 
또는 네트워크의 다른 상위 레벨에서 여러 소비자를 분
석하여 일반적인 일일 로드 프로파일의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5분 간격으로 일일 로드 프로파
일을 작성하는 경우에 몇 개의 그룹으로 많은 일일 로드 
프로파일을 그룹화하려면 거의 시간 간격이 비슷한 로드 
프로파일을 그룹화해야 한다. 일일 로드 프로파일이 다른 
peak 로드보다 15분 늦게 가질 수 있다. 즉, 동적 시간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 미터로부터 같은 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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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빅 데이터 플랫폼 연결
Fig. 4. Big data platform connection

기에 걸쳐 추정된 두 가지 로드 곡선    
와    을 고려하자. 여기서, n와 m는 각
각 스마트 미터 p와 q에 의한 데이터 점들의 개수이다. 
로드 곡선 와 의 데이터 점 j와 k의 로컬 거리 측정값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크기 ×의 행렬식 으로 나타내면 거리 행렬 
 는 데이터 점들의 각 쌍의 로컬 거리로 구성된

다. 거리 행렬 D의 번째 행과 번째 열에 대응하는 

셀을 라 할 때, 워핑 경로로서   을 정
의할 수 있는 데, 타당한 워핑 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리 행렬의 대각선 첫 번째 원소에서 시작하여 
대각선 마지막 원소로 종료되어야 한다. 즉,   

이고    . 두 번째는 워핑 경로 인접성 및 단조 
성으로 경로는 인접 셀들로만 국한되며, 단조 증가이어 
야 한다. 즉,      에 관해 
≤ ≤  ≤ ≤ . 이제 워핑 경로의 총 거
리는 다음과 같다.

  
 



                        (1)

와  간에 DTW 거리는 모든 가능한 워핑 경로들 
가운데 최소 거리로 이것은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워핑 경로를 갖는 DTW를 유
사성 측도로 사용하면, 시간 축의 신축 및 수축에 관계가 
없이 유사한 모양의 로드 곡선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시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클러스터링 과정을 
주시함으로써 기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
하고 더 나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클러스터
링 성능은 최소 거리를 찾는 동적 계획법에서 순환 방식
으로 오차 제곱 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2. KNIME 작업 흐름도 구성
KNIME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미터 데

이터 클러스터링을 위한 단계들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각 미터 ID의 시계열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 매
일 또는 매시간 단위로 집계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져온 
시계열 데이터상에서 각 미터 ID에 관한 전력 사용량의 
일부 측정값을 정의하고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시계
열 측정값들을 바탕으로 모든 미터 ID들에 대한 DTW 
클러스터링을 실행하여, 분석 공간을 축소한다. 이는 추
후 각 클러스터에 대해 과거 값을 바탕으로 추후 에너지

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 단계는 빅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첫 번
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행해진 작업을 다시 수행한다. 

그림 3. 데이터 준비 작업 흐름도 구성
Fig. 3. Configure data preparation workflow

그림 3은 위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흐름도이다. 즉,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변환
하고, 미터 ID당 전기 사용량에 대한 설명적인 측정값을 
계산한다. 스마트 미터 데이터와 같은 빅 데이터의 처리
는 하드 디스크를 비롯한 컴퓨팅 자원의 소비가 상당하
므로, KNIME 서버와 같은 공유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보
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컬 파일 시스템이 아닌 특정 서버에서 데이터 접근
을 하기 위해서 그림 3의 파일 리스트 작업은 그림 4와 
같이 세분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노드는 JDBC 
드라이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 연결하려면 
일반적으로 JDBC 드라이버 파일, 서버 URL, 액세스 포
트,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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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TW 기반 미터 ID 클러스터링
Fig. 5. DTW-based meter ID clustering

한 자격 증명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자격 증명은 암호
화되지만 기본 설정 페이지에서 마스터키를 설정하여 사
용자 이름 및 암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KNIME 
플랫폼의 경우에 탐색기 패널에서 작업 흐름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다. 노드 저장소 패
널의 데이터베이스 범주에는 일반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는 적절한 JDBC 드라이버 파일
의 경로를 포함한 정보가 제공되면 가능한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된다. 빅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사용하기 
쉬운 전용 커넥터 노드가 많이 있다. 실제로 일반 데이터
베이스 커넥터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 빅 데이터 플랫폼
에 연결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일부 설정은 이미 노
드에 하드 코딩되어 있으므로 전용 노드를 사용하면 연
결 설정을 더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는 유
사한 전력 소비 행위의 그룹화를 위한 DTW 스마트 미터 
ID의 클러스터링 작업 흐름도이다. 기본적인 소비 데이
터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에 사용된 에너지의 평균 및 백분율, 
두 번째는 이른 아침(7~9시), 아침(9~13시), 이른 오후
(13~17시), 늦은 오후(17~21시) 및 야간(21~7시) 동안 
사용된 에너지의 평균 및 백분율, 세 번째는 테스트 시간 
동안 사용된 총 에너지(kW), 네 번째는 연간, 월간, 주별, 
일별 및 시간별 사용된 에너지(kW) 평균, 다섯 번째는 
주말과 평일에 사용된 평균 에너지이다. 클러스터링 작업
과 관련하여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가
능한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평균값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거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비교 가능한 범위인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시켜야 한다. 또한, 결측값 처리가 필요한데, 결측값 처리
에는 다소간 통계적 기법이 요구되는데, 일단은 0으로 처
리하여 에너지 소비가 없는 것으로 한다. 클러스터 개수
는 30개 정도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20여 개 이상
의 소비자 맞춤형 계약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Ⅳ.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KNIME에서 제공하는 
아일랜드 스마트 에너지 프로젝트의 에너지 데이터를 사
용한다(대략 6,000개의 가정 및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스마트 미터 ID를 통해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 먼저, 그
림 6은 KNIME 분석 플랫폼에서 제안된 절차에 의한 스
마트 미터 클러스터링의 전체 작업 흐름도이다. 그림 7은 
그림 6의 File Reader와 관련된 설정 화면이고, 그림 8
은 그림 6의 빅 데이터 환경 설정 관련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9는 일일 소비 데이터에 관한 클러스터링 결과 
출력 화면의 일부를 나타낸다. 유사하게, 시간, 요일, 월
별 클러스터링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일일 소비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그
룹들이 등장하는데, 주로 심야에만 전기를 소비하는 집
단, 일일 전기 소비가 균등한 집단, 직장 퇴근 후에 저녁
에 전기 소비가 많은 집단, 일일 전기 소비가 무분별한 
집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 형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6. 미터 클러스터링 작업 흐름도
Fig. 6. Meter clustering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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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터 데이터 설정 화면
Fig. 7. Meter data setting screen

그림 8. 빅 데이터 환경 설정 화면
Fig. 8. Big Data Preferences Screen

그림 9. 일일 소비에 의한 클러스터링
Fig. 9. Clustering by Daily Consumption

Ⅴ. 결  론

스마트 미터 관련 빅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한 후에 
유사한 스마트 미터 ID를 그룹화하는 작업은 추후 그리
드 계획, 수요 반응 또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서 소비
자의 상세한 프로파일링, 확률적 로드 흐름 분석의 수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미터 ID를 그룹화하
기 위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유사한 에너지 소비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정량적 특징과 
클러스터링 절차에서 채택된 거리 측정이 기본이다. 여기
서 잘 확립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적용과 거리 측정은 
가능하지만, 입력 패턴의 정량적 설명은 어려운 부분이
다. 전력 사용의 시간에 따른 추세가 중요하다면, 하루 중 
다른 요일과 시간에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할 필요
가 있고, 적절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 각 미터 ID 시계열
을 분석하고, 관리 가능한 소수의 군집으로 그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빅 데이터와 관련된 대부분 플랫폼에
서 비교적 새로운 분석 영역이다. 특히, 시계열 분석에 적
용하는 경우에 미래 데이터 예측과 관련하여 특정 데이
터 변환이 필요한데, 이는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적
합한 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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